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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Scale 엔터프라이즈
스케일 파일 분석
포괄적인 파일 레벨 위협 분류 및 가시화
주요기능

TitaniumScale은 대용량 파일을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하고 분류하여 위협

• 실시간 파일 심층분석 - 파일 실행없이
일단위 수백만 개 이상의 파일분석
확장가능

상관관계 탐색, 헌팅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고급 분석 플랫폼 관련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기존의 멀웨어 제품은 탐지되지 않은 파일을 굿웨어로 인식 또는
간과하며 멀웨어 탐지에 포커스합니다. 탐지를 회피하는 멀웨어가 증가함에 따라

• 넓은 커버리지 - 350개 이상의
압축해제 파일 및 3500개 이상의
파일형식 식별지원

탐지되지 않은 파일을 프로파일링, 트래킹 및 관련성 부여의 필요성은 임펙트를

• 다양한 인풋을 통한 파일수집 –
리버싱랩스 및 써드파티 제품의
자동화된 제출방식을 통해 수집

갭을 축소시킵니다.

• 사용자 지원 YARA 규칙 매칭

고유한 파일 디콤포지션 기술을 이용하여 상세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글로벌 평판

• 검색가능한 추출 파일 프로파일 파일의 콘텍스트 또는 콘텐츠를 통한
지원

제한하고 침해와 사고 해결방안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인텔리전스
데이터는 지루하고 고비용을 요구하는 사후 침해복구와 멀웨어 탐지 사이의 가시성
TitaniumScale은 웹트래픽, 이메일, 파일전송, 엔드포인트 및 스토리지 출처의
수백만개 파일에 대한 포괄적인 기업 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리버싱랩스의
콘텍스 추가와 위협을 분류합니다. TitaniumScale은 이메일, 게이트웨이, 인트루젼
탐지, 시스템 방화벽 및 그 외 장치 등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인프라스트럭처에
설치된 솔루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파일을 수집합니다.

• 인프라스트럭쳐 증분 스케일 - 고객
사용량과 용량 요구사항 충족

그 결과, 업계를 선도하는 SIEM, 오케스트레이션, 분석 플랫폼에 반영되어 가시성과

•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쳐 위협 식별, 분석플랫폼, 헌팅, 및
소프트웨어 검증 지원

강제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분석도구에 제공하고 어드밴스드 헌팅 전략지원과 고급정책 이행의

• 자동화 운영의 원활한 연동 - SIEM,
분석플랫폼, 파일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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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Scale 사용사례
파일분류 – 실시간 파일 검사와 분류로 멀웨어 가시성의 갭을 축소시킵니다.
대응 가속화 – 기존의 파일속성을 검색하여 위협을 탐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분류 – YARA 규칙을 이용한 엔터프라이즈급 스케일의 타겟 멀웨어 식별을 수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검증 – 배포 전에 설치를 체크하고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INPUT

파일 (350 개 형식)

파일 디콤포지션

• Windows, Linux,
Mac OS, 모바일

TitaniumScale은 파일에서 광범위한 내부 평판 및 분류 정보를 가져오고,
인텔리젼스를 SIEM, 고급 분석 및 빅테이터 플랫폼에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리버싱랩스의 파일 디콤포지션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실시간으로
상세 내부 인디케이터와 크리티컬 콘텍스트를 추출합니다.

• 멀웨어 계열

파일 디콤포지션은 샌드박스가 아닌 자동화된 정적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래폼의 파일, 애플리케이션 및 멀웨어 툴킷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처리됩니다.

File
Decomposition
Identify
File Format
Unpack /
De-Obfuscate
Lookup
File Reputation
Extract
Threat Indicators
Evaluate Similarity
to Malware
Classify
Files

시스템은 재귀적으로 파일 압축해제, 평판정보 조회, 알려진 멀웨어와
기능적 유사성 확인, 내부 인디케이터 밀리세컨드 내에 추출 및 파일의
위협레벨과 심각도 분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모든 파일은 70억개 이상의 굿웨어 및 멀웨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리버싱랩스의 포괄적인 파일 평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사합니다.
검사결과는 현재 및 과거 이벤트의 응답으로 SIEM과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각 파일별 특성화하여 제시합니다.

주요 기능
• 속도 - 대용량 처리 실시간 지원을 위한 밀리세컨드 내 파일
목록화
• 커버리지 - 350개 이상의 파일형식을 처리되고 3500개 이상의
파일형식을 다양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 멀웨어 계열을 통해
식별
• 뎁스 - 재귀적 압축해제와 파일 당 3000개 이상의 인디케이터 추출
• 평판 - 업계 가장 포괄적인 굿웨어/멀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파일 검사

OUTPUT

• 분류 - 리버싱랩스 및 사용자 지정 YARA 규칙을 지원하는 고급 규칙을
통한 분석

분류
위협 프로파일링
3000 이상의 위협
인디케이터/파일
압축해제되지 않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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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형 아키텍처
TitaniumScale은 유연한 증분형 확장이 가능한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물리적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또는 중앙화된 파일
처리를 지원합니다.
TitaniumScale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작업노드 -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서버의 클러스터로 실제 파일 평가를 수행하고
N+1 리던던시를 지원
• 로드 밸런서 허브 -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노드를 전달하는 서버와
예비서버(옵션)
• 컨트롤 매니저 - 환경설정을 관리하고 TitaniumScale 클러스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버
• TitaniumCloud 파일 평판 - 클라우드 또는 온사이트 어플라이언스 환경에서
알려진 굿웨어 및 멀웨어를 식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TitaniumCloud
파일 평판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및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

TitaniumScale

이벤트

엔터프라이즈 스케일 파일 분석

작업노드 (1)

{

파일

YARA Rules
Configuration
Status

DATA SHEET

{

로드밸런서
작업노드 (2)
로드밸런서

FBI
DHS

환경설정 관리자

작업노드 (N+1)

}

인디케이터

파일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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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
대규모 금융조직에서 TitaniumScale을 사용하여 상세 파일 프로파일링과 분류 정보를
획득합니다. 해당 기업은 결과 인텔리전스 정보를 분석 플랫폼에 반영하여 위협을
식별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TitaniumScale 을 20개 데이터 센터에
디플로이하여 이메일, 웹, 파일 전송 트래픽에서 파일을 추출하고 자동으로 분산
TitaniumScale 클러스터에 제출합니다. 획득한 프로파일링 정보는 해당 파일의 복사본을
링크한 URL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리버싱랩스의 A1000 멀웨어 분석 어플라이언스는 상세 분석에 대한 접근과 이에 대한
가시화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사는 기존의 멀웨어 탐지 기술이 찾지 못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상관관계 탐색 및 솔루션 제공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제출

위협 식별 및 대응

100K - 100M
FILES / DAY

파일

SIEM
분석플랫폼

이벤트
&
프로파일

파일

N1000
이메일, 웹, 파일전송

Titanium
Scale

이메일 첨부파일

A1000

엔터프라이즈
스케일 파일
분석

보안 분석도구

BRO NETWORK

멀웨어 분석
및 가시화
파일

S3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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